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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

한대의 에너지가 있다. 인류의 삶

을 풍요롭게 하고 존재의 의미를 

밝히는 에너지, 그것은 인류만이 

가지는 무한한 상상력의 산물이며 

문학적 자산이다.

종교문화에 대한 개념은 과거의 

유물이나 유적과 같은 유형적 영

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와 

사회체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보고 즐기는 형태의 관광

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

을 형성케 하는 문화 콘텐츠로 보

아야 한다.

세계는 지금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시대에서 정신문화를 추구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독특한 불교문화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단법인 

불교조계종과 삼진집단 주식회사

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테마 파

크를 개발하고자 한다.

다양한 테마 파크는 불교자체에 

대한 이해와 역사를 이해하고, 종

교적 가치관을 받아 들여 사회의 

일치와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에 이바지함

으로써 국가의 이미지 개선은 물

론이고 관광문화의 경쟁력까지 제

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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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戒律)이 청정(淸靜)하면 부처님(佛)과 같이하고 
일체중생(一切衆生)도 실유불성(悉有佛性)이라 

계율(戒律)이 청정(淸淨)하지 못하면
백년을 선방에 앉아도 불성(佛性)을 알지 못한다 

계율(戒律)을 잘지키면 청정심(淸淨心)이 부처인줄 알게되고 
부처(佛)되겠다고 선방(禪方)에서 백년을 앉아 수행해도
부처(佛)은 십만리 멀리있다 
   
참된수행은 사성제(四聖諸) 고.집.멸.도(苦.集.滅.道)에 있고 
삼법인(三法印)으로 수행해야 한다 

부처(佛)님 말씀대로 살면 온 세계인이 기뻐하고 부처(佛)되겠다고
좌선(坐禪) 수행하면 다음생에도 중생을 면치 못한다

일체수행자는 중생과 행자부터 종정에 이르기까지 
계율을 청정히 할 것 이다 

청정심을 유지하면 자유자재하여 대자유를 얻어 
생사가 자유로울 것이며 부처되겠다고 이 "뭐고"하고 수행하면 
삼세를 지나도 얻지 못한다 

일체수행자는 앉아 수행 하지말고 일하면서 청정심으로 수행하라 
일체우주가 청정심으로 한 물건이 만들어 졌으니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부처(佛)님이 함께 한다 

자나 깨나 청정심을 지키면 부처(佛)와 함께하고 
청정심을 멀리하면 중생과 같이 한다 
중생과 부처(佛)가 한 몸이지만 부처(佛)님은 언제나 
청정심으로 살아간다.

남산소나무 푸르고 한강물 자유롭다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광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태산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호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법광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송산
포교국장: 영암
국제포교원장: 천산인월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차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비구니총무부장: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불교조계종 신문사 ▣ 종단법인 ▣ 총   림 ▣ 전국신도회 ▣ 청년신도회

▣ 지방교구 종무원장▣ 총무원

■ 종    정

   총무원장 : 혜 인   사서실장 : 천 산

■ 원로원 :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율  원  장 :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중앙선원장 : 도일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전국신도회장: 홍창석
고문: 설주성
수석부회장: 윤근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불교조계종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총무원장실 :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jogyebuddhism@naver.com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계율청정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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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인 스님

부다 역사 박물관
부처의 일생과 역사

미니어처 박물관
오감으로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문화콘텐츠 광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상의 집 도와 선을 체험하는 명상관
물질문화가 팽배해진 현실에서 명상을

통해 내면의 나를 되돌아보는 장소입니다.

유물 체험관 불교용품과 유물 체험
불교용품과 유물을 체험캠프를 직접

접하며 대중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불교학교 불교의 법도와 사상을 체험
연기, 사성제, 팔정도, 중도, 열반,

윤회를 거치는 불교의 사상과 도를 통해
진리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4D 영화관 최신시설의 입체 영화관
새로운 트랜드인 입체영화와 가상공간이 펼쳐지

는 영화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당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어우러진 공간
부처의 깨달음, 자비와 베품의 불교사상과 

법도와 깨우침이 있는 공간입니다.

가상현실 체험관 가상현실을 통한 체험관
부처의 깨달음, 불교유적지, 자비와 베품의

불교사상을 가상공간을 통해 느껴보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세상을 구하고 인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장소

납골당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수익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세계의 불교사원 세계각국의 대표 불교사원관
각국의 대표적인 사원을 복원건축하여 

세계의 불교를 보고 느끼고 배우는 장을 만든 
공간입니다.

인물 체험관
구국과 인류를 위해 

앞장섰던 불도인
나라와 인류를 구하고 나눔에 앞장섰던

스님들의 모습과 업적이 전시된 장소입니다.

불교조계종의 성지 

부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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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모집 세계적인 명문의대 '남경중의약대학교'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의사자격
(양의 및 중의)을 취득한 외국인
에 대해 중국 내 의료활동을 허용
함에 따라 중국에서 의사자격증
을 취득하였거나 하게 되는 우리 
국민이 중국 내에서 개업·취업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정부
는 중국 내 외국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존 등록 갱신 및 신규 등
록을 금지해 외국인은 중국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
격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의료행
위를 할 수 없었으나, 최근 관련
법·규정의 개정 없이 자격 있는 
외국인의 의사 등록도 가능하다
는 안내 서한을 각 지방정부에 발
송하는 방식으로 의사 자격을 취
득한 외국인의 중국내 의료행위

를 허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 주재 
각 총영사관을 통해 관할지역 중
국 지방정부의 제도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시행
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중국 내 의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
한 우리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등 주요 도시 및 하북성, 산동성,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
성), 하남지역(복건성·해남성·광
동성·광시자치구), 섬서성, 감숙
성에서는 동 제도를 실시하기 시
작했으며, 사천성의 경우 현재 파
악 중이다.
한편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의과대학에 재학중이거
나 졸업 후 의사고시에 합격한 우
리나라 유학생(2011년 기준 약 
2200명 추정)들이 혜택을 볼 것으
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중국 중앙정부
의 안내 서한을 각 성(省)·시(市) 
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행 
중에 있으므로 관심 지역에서의 
시행 여부는 관할 우리나라 총영
사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외교부는 '11년부터 여러 계기에 
중국측에 동 문제를 제기한 바 있
으며, 향후에도 중국 지역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 전
파함으로써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
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세계3대명문대 
남경대학

남경대학은 국가교육부에 직속
되어 있는 중점 종합성대학이다. 
지금 남경대학은 두 개 캠퍼스를 
갖고 있고 교학 및 과학연구시설
이 완비되어 종합실력이 전국대
학들 앞장에 선 일류대학으로 성
장하였다. 지금 남경대학에는 17
개 학원에 45개 학부와 70개 본과
전업이 있다. 이밖에 석사학위 수
여부문 169개, 전문석사학위 수여
부문 5개, 일급학과 박사학위 수
여부문 16개, 박사 후 유동소 18
개, 국가중점학과 28개, 국가중점
실험실 7개, 국가기초학과연구와 
응용인재양성기지 11개,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기지 3개
가 있다.
건교 백년이래 남경대학에서는 
많은 걸출한 인재들을 양성하였
다. 남경대학에는 약 3만7천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그중 박사·석사
는 8600여명이 된다. 국제학술계
에서 7명의 남경대학 학생이 미국 
대통령상을 수여받았다.
남경대학은 중국에서 국제학술 
교류활동이 가장 활발한 대학중
에 하나이다. 1979년 이래 남경대
학은 24여개 나라의 188개 대학

과 과학연구기구와 학술교류 및 
연구 협조 관계를 맺었다. 지금까
지 남경대학은 120여차례의 국제
회의를 주최하였고 연 2500여명
의 교사가 출국하여 유학하거나 
연수하며 연 1800여명의 외국전

문가를 초청하고 연 5400여명의 
외국 유학생들이 남경대학에서 
연수 학습한다.
남경대학의 개혁과 사업발전은 
중국정부의 커다란 중시를 받아
왔으며 사회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1999년 7월 중국
교육부와 강소성 인민정부는 공
동으로 남경대학을 중점적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부터 
남경대학은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건설하는 높은 수준의 대학 대열

에 들어섰다.
새로운 세기 남경대학은 종합적
이고 연구적이고 국제화 목표를 
실현하고 하루빨리 세계일류대학
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 개혁을 
심화하고 부단히 탐색하고 있다.

세계적인
명문의대

남경중의약대
남경중의약대학은 WHO(세계보
건기구)가 공식 지정한 전통 의학 
연구센터이자, 중국 보건복지부가 
공식 지정한 국제 침구 교육센터
이다. 또한, 중국 교육부가 최초로 
공식 지정한 외국유학생에 대한 
전문 중의약 고등교육기관의 하
나로 지금까지 96개 국가의 7천
여명이 넘는 전문 의학인재를 양
성했다. 본교는 현대중의약 고등
교육의 중요 기지로써 다양한 전
공과정의 2만 8천 여명의 학생들
이 재학중이다. 또한, 중국전역에
서 우수한 인재가 끊임없이 모여
드는 중국 중의약 연구의 중점허
브 연구기간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남경중의약대학 국제 교육대학
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있고, 
현재 세계 각국의 유학생이 약 
500여명 본과 연구생 등 정규 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중이다. 
남경중의약대학은 한중문과 환경
이 좋은 선림대학성 내에 위치하
고 있다.

도불스님

도명스님

현조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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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은 중국 장쑤성의 성도, 양쯔강 하류

에 발달한 도시로 '영(寧)'이라고 약칭한다. 지명
은 '남쪽의 수도'라는 뜻이다. 전국 시대의 초(楚)
나라가 금릉읍(金陵邑)을 설치했고 진(秦)나라는 
말릉(枺陵), 오(吳)나라는 건업(建業)이라 했으며 
그 후 백하(白下), 상원(上元), 집경(集慶) 등의 명
칭이 있었고 명(明)나라 때 난징이 되었다. 중국 
7대 도시의 하나로 태평 천국 운동 때 천경(天京)
이라고 불렀다. 신해혁명(辛亥革命) 이후 중화 민
국의 수도였고, 1949년 인민 해방군의 수중에 들

어간 후 장쑤 성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온천이 
있으며 명(明)나라 고궁 등의 유적이 있다. 난징 
대학을 비롯하여 유명한 교육 기관과 연구 기관
이 많이 있다. 교통의 중심지로 현재 3개의 철도
가 지나는 분기점이며 국내 주요 항공로가 이 곳
을 통과한다.
1842년에는 아편전쟁 후의 난징조약[南京條約]
이 이곳에서 체결되고, 1858년 톈진조약[天津條
約]에 의해 개항장(開港場)이 되었다. 신해혁명
(辛亥革命)의 결과 1912년에 중화민국(中華民國) 
임시정부가 여기에 수립되고, 1927년 수도가 되
어, 특별시제(特別市制)가 시행되었다.

중일전쟁(中日戰爭) 중에는 일본군에게 점령되
어, 왕자오밍[汪兆銘] 정권이 수립되었다가, 전후 
국민정부(國民政府)가 복귀하였으나, 1949년에 
중국공산군에 의해 점령되고, 중공정권 수립 후 
장쑤성의 성도(省都)가 되었다.
시가지는 서쪽과 북쪽이 양쯔강에 면해 있고 북
쪽에 무푸산[幕府山]·우룽산[烏龍山], 동쪽에 쯔
진산[紫金山], 남쪽에 위화타이[雨花臺], 서쪽에 
칭량산[淸凉山]·스쯔산[獅子山] 등이 솟아 군사
상 요지를 이루고, 또 주변에는 후청강[護城河]·
친화이강[秦淮河] 등 하천과 쉬안우호[玄武湖]·
모초우호[莫愁湖] 등 호수가 있어 지형의 변화

가 다양하다. 구시가를 둘러싼 성벽은 높이 13∼
25m, 주위 34km에 달하여 도시를 둘러싼 성벽으
로는 세계 최대로 알려져 있다.

난징은 원래 소비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으
나, 과거 약 20년간에 전통적인 견직물공업 외에, 
화학·기계·철강·식품 등 공업이 크게 일어나, 장
쑤성 최대의 공업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다.
한편, 난징은 대안(對岸)의 푸커우[浦口]와 더불
어 예로부터 양쯔강 하류의 도하지(渡河地)의 구
실을 담당해 온 하항(河港)으로, 수륙교통의 접
촉지가 되어 왔으며, 오늘날 진푸[津浦:天津∼浦
口]·후닝(上海∼南京)·닝우[寧蕪:南京∼蕪湖] 3
철도의 분기점이고, 또 후닝(상하이∼닝하이), 닝
항(닝하이∼항저우), 닝우(닝하이∼우후) 등 주요 
공로(公路)의 기점으로, 육상교통과 양쯔강의 수
상교통이 여기서 연결된다. 북쪽 성외(城外)의 샤
관[下關]에서의 양쯔강의 수심은 10m 전후로, 

연중 기선이 정박할 수 있으며, 그곳에 철도역·선
착장(船着場)을 중심으로 창고가 밀집해 있다.
한편, 1968년에 대안(對岸)의 푸커우와의 사이
에 철교와 도로교로 된 2층 구조의 창장대교[長
江大橋:6,700m]가 개통되어, 종래의 철도 및 도
로 교통의 장애를 해소하게 되었다.
난징은 화중(華中) 지방의 학술·문화의 중심지
로서, 난징대학[南京大學]을 비롯한 고등교육기
관 외에 과학원분원(科學院分院) 등 연구기관과 
쯔진산천문대·난징박물관·도서관 등이 있다. 또 
난징은 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명승고적이 
풍부하기로도 유명하다. 쯔진산 남쪽에는 쑨원
[孫文]의 묘소인 중산릉(中山陵)이 있고, 그 서쪽
에 명나라 홍무제(洪武帝)의 효릉(孝陵)이 있다. 
그밖에 위화타이[雨花臺]는 쉬안우호·칭량산[淸
凉山]·지밍사[鷄鳴寺] 등과 더불어 명승지를 이
룬다.학술·문화의 중심지 남경

부자묘 (夫子廟)

부자묘(夫子廟)는 공자를 모신 사당으로 
일반적으로는 공묘(孔廟)라고도 한다.  이
는 남경(南京)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자 
사당으로, 공자를 존경하는 의미의 '공부
자(孔夫子) '에서 이름이 유래 됐다.  간단히
는 문묘나 문선왕묘라고도 불리는 부자묘
는 중국의 4대 문묘중 하나이며 남경에서 
어머니의 강이라고 불리는 진회하(秦淮河)
의 내진회의 중심이다. 중국 전역의 공자
묘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강남(江南)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며 오늘날
에는 남경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손꼽힌다. 

남경 부자묘는 고대 강남의 지도리이며, 
금릉역사문인의 주축이다. 지금도 부자묘
가 위치한 곳은 남경의 번화가이지만 특히
나 내진회의 왼쪽인 십리진회는 육조시대
와 명,청 시대에 극도의 화려함을 이루었
던 곳이다. 남경이 무려 11번에 걸쳐 수도
가 되었기 때문에 육조시대에 부자묘 지역
은 상당히 번화가였다. 처음 부자묘는 송 
대 1034년으로 동진궁 옛터에 세워졌다. 
부자묘는 명,청 시대 남경의 뮨교(文桥)중
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동남쪽의 각 성
의 중심에 해당하는 문교 건축군이기도 하
다.  사당 앞의 진회하에 맞대어 조벽을 조
성했는데 부자묘의 조벽은 중국 조벽 중 

최고로 일컬어 진다.  예전에 공묘는 배치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벽-영성문-
동서패방'으로 사당앞의 광장을 이루는 요
소들이 존재헀고, 영성문 앞에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부자묘의 반지와이다. 
반지(泮沚)는 명대 1575년에 건축되었으
며 기원을 주례(周禮)에 둔다.  옛날에는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자를 받들
어야했기에 각지에 공묘가 있었으며 국가 
사전 중 하나에 속하였다. 그렇기에 공묘
의 특징은 사당에 학교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 부자묘는 1034년에 처음 세워졌지만 전쟁과 
화재로 몇 차례 소실되어 두 차례 중건되었다. 특
히 1984년에는 고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역
사 전문가들이 재건 작업에 참여하였다. 부자묘 
주변 지역은 모든 건물이 전통 가옥의 모습을 유
지하고 있어 남경에서 가장 운치 있는 곳으로 알
려져 있으며, 그 앞을 흐르는 진회하(秦淮河)와 
야시장이 그 운치를 더한다. 매년 음력 5월 초에
는 보름에 걸쳐 '금릉등회'라는 행사가 열려 거리
가 등불로 장식되고, 시민들은 금릉서화와 무술
기공, 민간공예, 전통 풍속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
에 참여한다. 부자묘 주변은 볼거리와 먹을거리
가 풍부하여 언제든 도시의 활기를 느낄 수 있다. 
현재까지 약 8,00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
했으며, 1991년 중국 40대 여행 성지 중 하나로 
지정된 남경여행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민주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쑨원의 묘이
다. 중산(中山)은 그의 호이다. 난징 동쪽 자금산
(孫中山)에 자리해 있다. 자금산은 장쑤성에서 
가장 큰 규모로 꼽히는 삼림공원이다. 자연경관

이 뛰어나기로 이름 높다. 중산릉 주변으로 200
여 곳의 볼거리, 600여 종의 식물이 자생 중이다. 
단순한 묘의 기능을 넘어 장쑤성 내 유명 관광지
로 알려졌다. 공원 입구에 쑨원이 썼다는 '박애(博

愛)'라는 글자가 있다.
중산릉은 1927년부터 1929년까지 약 2년에 걸
쳐 만들어졌다. 너비가 6.6km, 길이가 7km, 총면
적이 약 20km2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황제
의 무덤에만 붙인다는 '릉(陵)'으로 불리는 것만 
봐도 쑨원에 대한 중국인의 존경심이 얼마나 큰
지 짐작할 수 있다. 난징에서 중산릉을 들르지 않
는다면 중국인이 아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쑨
원에 대한 중국인의 애정이 깊다.

중산릉 앞에는 대형 광장과 쑨원의 동상이 서 있
다. 쑨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서는 긴 참배로와 
392개의 돌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계단이 392개
인 이유는 쑨원이 사망했을 당시 중국의 인구인 
3억 9천 2백만 명을 상징한다고 한다. 금빛 단지 
장식이 되어 있다. 계단을 올라 화강암으로 지어
진 제당에 도착하면 하얀 벽과 푸른색 기와로 된 
건물을 볼 수 있다. 이는 국민당의 깃발 청천백일
기를 상징한다고 한다. 쑨원이 제창한 삼민주의
(三民主義), 즉 민족, 민권, 민생이라는 글자가 함
께 쓰여 있다. 묘실에는 쑨원의 와상이 있으며 유
해는 제당의 가장 안쪽에 있는 동상 아래에 묻혀 
있다. 국민 정권이 대만으로 이동하며 대만에도 
중산릉을 만들었으나, 쑨원의 유해는 이곳 난징
에 있다.

중산릉(中山陵)

남경 성벽은 중국 명(明)대에 세워졌으며, 현재 
6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명성벽의 설계는 
독특하며 그 건축 기술 또한 우수하다. 성벽의 규
모가 넓고 웅대한데, 현재는 25.1킬로미터의 성벽
이 보존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길이가 길고 가장 큰 규모의, 원래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 성벽이다.

남경 성벽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지점인 
대성(台城, 명성벽의 한 부분) 구간의 동쪽에는 
자금산(紫金山)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현무호(玄
武湖)가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대성(台
城)위에는 남경시 명성벽 역사 박물관이 있으며, 
이 곳에서 남경 성벽의 발전 역사를 볼 수 있다. 

도시를 둘러싼 성벽은 중국 문화의 중요한 일부
분이며, 난징의 성벽은 가장 훌륭한 예이다.

남경성벽
명나라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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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닌 불교 붐이 다시 일고 있
는 미국에서는 분노에 분노로 함
께 맞서는 것이 아닌,  ‘불교로 해독
하자’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언론 ‘가디언’은 불교가 우리
의 분노를 해독해줄 것이라고 말하
며 불교에 주목했다. 세상을 전자
기기 스크린 너머로 접하는 우리
는 내적 본질을 파악하는 힘이 떨

어졌고, 이를 해독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 해독법으로 불교를 제시
하며 “불교는 상대의 본질에 집중
하게 하고 자신의 내면을 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교의 ‘공(空) ’사상에 주목
했다. ‘가디언’은 “사실 우리는 모
두 텅 빈 존재다. 아직 완전히 이
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의미를 한

번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다
스리는데 도움이 된다.  나도 텅 비
었고, 상대도 텅 비었기 때문에 화
를 내는 것조차 무의미한 것이라
고 판단된다”며 “우리는 자신의 
‘내적 자아’를 투영해 상대를 본
다.  상대가 미워지거나 나쁜 감정
이 생길 때 해결책은 나를 바라보
는 것이다. 불교가 어렵다면 명상
부터 배워보라”고 권했다.

남·북·미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
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정전협정 66년 만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
한 기념비적 장면이라는 평가다. 지난 2
월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회담' 이후 교
착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협상과 남북 
대화가 정상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사
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
령이다. 이 행동 자체만 보지 말고, 트럼
프 대통령께서 분계선을 넘은 것은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
로 좋은 앞날을 개척하는 트럼프 대통령
의 남다른 용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
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고 이렇게 만나 기
쁘다"며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많은 진전

을 이뤄냈다. 우리는 훌륭한 우정 갖고 
있고, 짧은 시간에 연락을 했는데 만남이 
성사돼 기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저희는 잠시 대
화를 가질 것"이라며 "제가 앞서 말씀드
린 것처럼 우리 굉장히 긍정적인 일들 
이뤄냈다. 많은 긍정적 사건 있었고 아주 
좋은 일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처음 회
담 때부터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 그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자가 '김 위
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할 의사가 있느냐'
고 묻자, "곧바로 그를 백악관으로 초청
하려고 한다"라는 답을 하기도 했다.

이어 3시 51분에는 자유의집에서 기다
리고 있던 문 대통령이 밖으로 나오면서, 
남북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
이 완성됐다.

문 대통령은 웃으며 김 위원장과 악수

를 했고, 세 정상은 활짝 웃으며 잠시 둥
그렇게 모여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처음 당선됐을 
때 한반도에 아주 큰 분쟁 있었다"며 "이
제 상황은 달라졌다. 김 위원장, 문 대통
령과 함께 노력한 결과 이제 많은 진전
을 이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순간을 마련해 감사
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남북미 정상은 자유의 집 안으로 
이동해 만남을 이어갔다.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스님은 "이번 
남 북 미 만남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며 문재인대통령과 김
정은 북한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대통
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드린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라는 결과를 맞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년 여름 무더위와 씨름하며 피
서를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 올 

여름에도 이런 고민 해결을 돕는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전국 59
개 사찰에서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많은 사찰에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캠프 형태의 템플스테이가 마
련됐다. 산사계곡에서 즐기는 물놀
이, 캠프파이어, 장기자랑, 연꽃등 
만들기, 둘레길 걷기,  생태학습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집중명상과 참선,  호흡수행, 
위빠사나 등 불교수행을 배우는 수
행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여름 템플스테이의 자세한 일정
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
temples tay . 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교의 가르침을 기치로 세계평화
와 정의,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11차 아시아평화 불교도 
총회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서 개최됐다. 6월 24일 ‘부디스트 
글로벌도어’와 ‘더티베트넷’은 성
황리에 회향한 총회를 집중 보도했
다.

아시아평화 불교도총회(ABCP)는 
1988년 UN총회 옵서버로 정식 등
록됐으며, 옵서버로 등록된 종교단
체 중에서도 보기 드문 불교단체
다. 1968년 러시아에서 ‘평화를 촉
진하기 위한 아시아불교도협회’로 
발기해 1979년 울란바토르에서 
첫 총회가 개최됐다. 당시 참가국
은 네팔,  러시아,  몽골,  스리랑카, 
티베트였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21세기 불교
의 유산과 그 가치’로,  몽골불교의 
총본산인 간단 텍첸링 사원의 주
최 하에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
일간 열렸다. 이번 총회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 속에서 평
화를 이어나기 위한 지혜와 자비
의 가치를 재평가하자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총회에는 주최국인 몽골을 비롯해 

러시아, 베트남,  대만,  인도,  스리
랑카 등 아시아 각국의 불교도 대
표들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태고
종이 대표를 보냈으며, 특히 북한
의 ‘조선불교도총연맹’도 대표를 
보내 이목을 끌었다.
총회 개막을 기념하는 영상메시지
를 보낸 달라이라마는 “첫 총회가 

몽골에서 열린 후,  다시금 원래의 
장소에서 열린 것을 축하한다. 불
교의 가르침은 논리적이고 그 특별
함은 연기법에 있다.  이러한 법을 
위해 불교도들이 모인 것은 많은 
이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
이라고 치하했다.

남북미 정상 사상 첫 역사적 만남 

한여름 무더위 날리는 템플스테이! 분노, 맞서지 말고 불교로 해독하자

제11차 아시아평화 불교도총회 성료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는 사회서 내면 觀에 도움되는 불교 해법 ‘가디
언’ 공(空)사상과 명상 제시

미얀마 불탑 도시 ‘바
간’ 세계유산 등재

불탑의 도시로 잘 알려진 미얀마 
바간(Bagan)이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아제
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총회에서 미얀마 바간과 한국의 서
원,  이라크 바빌론 등의 세계문화
유산 등재를 확정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간
은 미안먀 최고의 불교 유적지로 
1000여 년 전 세워진 3500여 개
의 사원과 탑이 자리하고 있다.  그
런 이유로 바간은 인도네시아 보로

부두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와 함
께 세계 3대 불교유적지로 손꼽히
고 있다.

바간은 북쪽의 올드 바간과 남쪽
의 뉴 바간,  냥우 지역으로 구분된
다. 도시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냥우 지역이며 전통시장이 있
다.  올드 바간은 바간왕조와 불교
의 주요 유적지가 위치한다.

바간의 3500여 불탑 유적은 있으
며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불교건
축의 보고(寶庫)로 슈누파 사원,  
석가모니의 일생을 표현한 정교한 
그림이 유명한 구뱌욱지 파고다, 
주변 조망이 뛰어난 쉐산도 파고
다 등이 유명하다.

오피언스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www.inako.
org) 이치수 회장(현 세계청년리더총연
맹 상임고문 겸 세계연맹기자단 회장, 국
제정책연구원 이사장)은 3월 26일 협회 
제3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 
창립 기념일인 신문의 날 행사에서 시상
하는 '제4회 INAK 언론상' 수상자를 최
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처음 제정된 'INAK 언론
상'은 협회 소속 회원(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신문•방송 등을 포함한 언론
사부문과 회원사 소속의 기자(보도•취
재•편집•사진•영상•PD 등)에게 수여하
는 기자부문이 있다.

협회 소속 회원 언론사 부문에는 △
INAK언론공로대상 △INAK언론공로상 
△INAK언론인상이 있으며, 회원사 소
속 기자에게 수여하는 INAK기자상 부문
(INAK최우수기자상- INAK우수기자상)
이 있다.

'INAK 언론공로대상'은 협회가 협회 소
속 회원사에게 수여하는 협회 최고 권위
의 상으로, 협회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
운 회원(사)에게 수여된다.

제4회 INAK 언론상 대회장 겸 심사위
원장인 본 협회 이치수 회장은 "제4회 
INAK언론상 공모에는 많은 언론사와 언
론사 소속 기자들이 대거 응모했다"면
서 "이번에 응모한 모든 분들께 상을 드
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기자를 포함한 전체 인원
의 1% 이내에서 상을 수여한다는 수상
원칙에 따라 이번에도 많은 분들께 상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널리 
양해를 구했다.

이 회장은 이어 "언제나 함께해준 협회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10,000여명 기자
들의 열정과 헌신을 잊지 않고 있다"면
서 "앞으로도 회원을 더 확보해 더 많은 
분들이 수상의 기쁨을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제4회 INAK언론상 조직위원회 김영달 
사무총장(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사
무총장 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은 "각 부문의 심사는 (사)대한인터넷신

문협회 언론상조직위원회 소속 공적심
사위원회에서 각 부문별 심사기준에 따
라 서류 검토 및 사전조사, 각 분과 전문 
심사위원회 사실확인 및 평가분석, 공적
심사 등 3단계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선
정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오늘날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가 이토록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치수 회장의 강력한 리더쉽이 있었기 때
문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이치수 회장
은 프로젝트 등의 기획 입안 및 평가분
석 전문가로서 창의적이고 탁월한 기획
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된 '제1회 
INAK 언론상'의 'INAK 언론공로대상' 
수상자는 본 협회 수석부회장인 '조동환 
약사공론 총괄국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
았다. 조동환 수석부회장은 협회 창립 멤
버로서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
으며, 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2015

년 3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
기자클럽에서 약사공론, 대한인터넷신
문, 월드얀, 시선뉴스, 정치닷컴, 글로벌
뉴스통신, IBN한국방송, 제주환경일보, 
한국안경신문, 로봇신문, 충청뉴스, 아시
아타임즈, 인더뉴스, 줌인코리아, 전국뉴
스, 환경타임즈, 시사경인인터넷신문, 남
동뉴스, KJtimes, 인터넷한국뉴스, 여수
인터넷신문, 뉴질랜드 굿데이, 필리핀 마
닐라 서울, 미국 마이아미 재외동포신문, 
Alaska Korean Community News, 데일
리전북, PTB국민방송, 스쿨iTV, 데일리
그리드, 세계환경신문, 환경포커스, 충청
제일뉴스, 환경법률신문, 인더뉴스, 시사
경인인터넷신문, 예천인터넷방송, 용인
인터넷신문 등 61개 회원사가 모여 창립
했다.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현재 미국, 
필리핀, 뉴질랜드, 알래스카 지회와 전
국 17개 광역시도에 지회를 둔 130여 신
문•방송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협회 회
원사 소속 객원기자를 포함한 10,000여
명의 기자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언론인
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제4회 INAK 언론상' 
수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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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백화사(송산스님)가 생전의 
업장을 소멸하고 살아생전 미리 자
신의 공덕을 쌓는 불교의식인 생전
예수재를 봉행했다. 여주 백화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생전예수재에
는 전국 불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여법하게 봉행됐다.

백화사 송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며 미래의 행복은 성불의 과정
이니 이번 생전예수재를 통해 끊임
없는 기도로 정진하자"고 당부했
다. 또한 "참여해주신 불자님들의 
전생의 빚을 말끔히 갚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생전예수재는 생전에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아두는 의식으로 스스로
를 위한 수행이며 불교의 전통의식
이다.

불교조계종 입종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종명 변경 및 연금 지급 등 스님들을 위
한 복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교
조계종으로의 입종 문의가 늘고 있다.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스님은 "불교
조계종에서는 입종 하시고 계율청정하
게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있으며, 입종 스님
들께서 수행에만 정진하실 수 있도록 지
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요즘 같은 다국적 글로벌 시대에 
맞는 포교를 위해서 우리 스님들도 더욱 
더 정진해야 한다고 본다. 부처님의 계율
을 청정하게 갈고 닦아 우리 불교와 율
종을 널리 포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
했다.

불교조계종(율종)에서 종단으로서는 처

음으로 승려 노후복지를 위해 2013년 1
월부터 연금을 지급했다.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종단 입종 5년 이
상된 65세 이상, 법랍 30년 이상의 비구
(비구니)스님과 종단근무 30년 이상 근
속자를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
다.
 
그동안 대한불교조계종 등 여타 종단에
서 승려 노후복지를 위해 각종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연금을 지급시작한 종단
은 불교조계종(율종)이 처음이다.
 
종정대행 혜인 스님은 “한국불교계의 
현실을 보면 승려노후복지제도가 사실
상 전무해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하기 보
다는 사설사암을 창건하고 주지 등 주요
소임을 선호하는 등 노후 대비를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하

며, “우리 불교조계종에서는 이러한 문
제점들을 해소하는 한편 스님들이 안심
하고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승가의 위상을 재고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연금혜택을 받는 스님들
은 년 10명씩 증가하며 이들에게는 9급 
공무원의 기본급에 해당되는 월 70만원
의 연금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 이에 종
단에서는 연금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각 말사의 분담금의 일부를 승려노
후 연금기금으로 조성, 충당해 나갈 계획
이다.
불교조계종은 이와 함께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쇼핑몰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
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을 해 나갈 예정이다.

'생전의 업장을 소멸하다' 
여주 백화사 생전예수재 봉행 

불교조계종 입종스님 및 

행자 잇따라 

3월 24일 창원에서 ‘불교조계종 경남직
할사찰 보현사 개원법회 및 산사음악회’
를 봉행하였다.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
인 스님, 율원장 해일 스님, 교육원장 법
광 스님, 호법부장 법안 스님 외 각종무
원장 스님 및 500명의 사부대중이 모여 
보현사 개원을 축하하였다.

총무원장 혜인 스님은 이날 개원법회에
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여 

정진하는 것이 정법입니다. 그래야만 비
로소 삶이 행복하고 윤택해질 수 있습니
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이 세상
에 자유, 평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
을 제시하셨습니다.”라며 보현사가 부처
님의 정법에 따라 여법하게 운영된다면 
인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사찰로 발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보현행 김현옥 창건주는 “부처님의 광
명이 보현사에 꽃비로 내려짐에 감사드
리며, 일체 중생들이 십악업(十惡業)을 
버리고 십선업(十善業)을 이룰 수 있는 
보현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며 창건
주로서 앞으로도 부처님 정법에 따라 정
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창원예술단의 주최로 산사음악회
도 열렸으며, 함께한 많은 사부대중들이 
보현사 개원을 축하하였다.

불교조계종 경남직할사찰 보현사 개원법회 및 
산사음악회 개최

진도 불교사암연합회 주최 봉축 한마당 연등축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축
제가 진도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진도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진도 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이신 법
일스님은 빈잔일등과 화합과 평화
를 주제로 법문하셨고 윤영일 국회

의원 축사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
며 진도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
다.
1부 연등법회를 시작으로 제등행
렬, 화합한마당으로 이어진 이날 
연등축제는 진도에서 열린 축제로
는 가장 많은 3000여명의 군민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번 봉축 한마음 음악회 초
대가수로 난타공연 및 트로트여왕 
김용임과 미스트롯 대상을 받은 송
가인의 공연으로 흥겨운 놀이 한마
당이 펼쳐졌으며 이번 연등축제는 
불교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

같은 수행을 하여도 다른 사람보다 빨
리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게 
가는 자도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깨달음을 먼저 얻었다고 해서 실망하거
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

궁도를 배울 때도 처음엔 맞히는 일이 
적지만, 꾸준히 연습을 하다보면 점점 더 
정확하게 맞힐 수 있게 된다. 강물이 시
작될 때에는 졸졸 흐르지만, 흐르고 흘러
가다 보명 궁극에는 바다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은 인내심과 참을성으로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깨달
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설
명했다시피,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는 것
은 무엇이나 가르침이 있다.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위한 기회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향을 피우고 있다. 그는 향
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사소한 우연이 그를 
깨달음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한 남자가 길을 걷다가 발에 가시가 박
혔다. 그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고
통 속에서 고통을 아는 것은 원래 정해
져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 그저 인
연에 따라 생기는 마음의 현상이라는 생

각이 들었다. 하나의 마음도 다스리지 못
하면 더러운 번뇌가 되고, 주인이 되어 
다스리면 청정한 깨달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깨달음
에 들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그가 
자신의 욕심에 대해 생각하며, 욕심의 장
작이 언젠가는 지혜의 불로 타오를 것이

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깨달음의 시작
이었다.
오래된 가르침이 있다. '마음을 고르게 
유지하라. 마음이 고르면 온 세상이 모
두 고르게 된다.' 이 말을 항상 마음에 간
직하고, 세상의 모든 차별은 마음이 보는 
편견으로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깨
달음을 얻는 자도 있다.
실로 깨달음의 길에는 한이 없다.

오피언스

'마음이 보는 편견'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스님

불교조계종 법륜사(주지 금산서봉스님)
는 2014년 3월 27일자로 상기 사찰을 본 
종단 종찰로 기증을 하였으며 종단의 발

전과 승려 연금 지급제도에 대하여 솔선
수범하며 무소유 복지 실천에 많은 노력
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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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란 "용서를 빈
다", "뉘우친다", "참
는다"라는 뜻이다. 
참회의 유형과 의미
는 초기불교와 대승
불교간에 약간의 차
이가 있다. 초기불교
의 참회에는 포살(布

薩)과 자자(自恣)가 있다. 포살이란 비구
들이 보름마다 한 번씩 부처님이나 대비
구를 모시고 계본(戒本)을 읽는 전통적
인 의식이다. 이때 계(戒)를 범한 비구는 
대중 속에서 그 죄를 고백하여 참회를 
얻는다. 자자는 매년 여름 안거의 마지막 
날에 비구들이 모여 서로 격의 없이 비
판을 하는 속에 각자가 스스로 참회하여 
그 덕행을 연마하는 방법이다. 포살이 스
스로의 고백에서 이루어지는 참회라면 
자자는 타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참
회하는 것이다.
이 초기불교의 참회는 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기교단에서 살, 도, 음, 대

망어의 네 가지 무거운 죄는 참회가 허
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단에서 추
방되었다. 사중죄를 제외한 무거운 죄는 
대중 앞에서 참회함으로써 가벼운 죄는 
한 사람 앞에서 참회함으로써 용서를 받
았다. 이처럼 초기불교에서는 계율을 범
했을때 참회를 통해 그 죄를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수행에 도움이 되었고 교단도 
통제할 수 있었다.
사분율(四分律)의 "스스로 계를 범한 줄 
알았을 때는 곧 스스로 참회해야 한다"
라거나 십송율(十誦律)의 "죄가 있거든 
마음을 다해 뉘우쳐서 다시는 범하는 일
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대목이 그 증
거다.
그런데 대승불교의 참회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가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참회하여 받
아들여짐으로써 죄의 공포로부터 해탈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승
참회의 특징은 죄업을 소멸시키는 수단
이 아니라 목표 그 자체다. 대승불교의 

참회법은 수많은 수행법 가운데 가장 먼
저 닦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불교
를 신행하는 사람은 먼저 참회법을 수행
하여 과거세로부터 지은바 업장을 소멸
시켜 청정하게 된 뒤 비로소 완전한 성
취가 가능하며 또한 청정하고 미묘한 계
를 받고자 하는 자도 반드시 참회법을 
먼저 닦아서 지극한 마음이 된 다음에 
얻을 수 있다.
죄업을 짓고 나서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은 차선이며 처음부터 참회할 죄업을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치거나 참회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윤회의 사슬을 벗어날 길이 
없다.
진리를 깨달은 아라한들은 비록 행위는 
하지만 업을 짓지 않는다. 하지만 중생들
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으
로 인해 끊임없이 죄업을 짓는다. 이 때
문에 참회문이 마련된 것이다.

깊은 물과 얕은 물
은 그 흐름이 다르
다. 바닥이 얕은 개
울물은 소리를 내고 
흐르지만 깊고 넓은 
바다의 물은 소리를 
내지 않고 흐른다. 
부족한 것은 시끄럽

지만 가득한 것은 조용하다. 어리석은 사
람은 반쯤 채워진 물그릇과 같고, 지혜로
운 사람은 가득 찬 연못과 같은 것이다.
자신을 바로잡고 남에게 구하지 아니하
면 원망하는 마음이 없나니, 위로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아래로 사람을 허물
하지 않는다.
당신은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한
번이라도 반문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반문에 만족한 대답을 얻었는가? 당
신이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가고 싶다면 
자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만족한 결론
이 나와 있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나는 무
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
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바로 당신 자신은 당신이 이 세
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

정할 것이다. 자기보존은 자연계의 제일
의 법칙이다. 만일 당신이 실재하지 않는
다면, 또 대생명력에 "나"라는 나가 없다
면 무엇을 체험하든 "나"는 없다는 것이
다. 세계의 모든 것은 당신이 있으므로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이 믿는 모
든 것은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그 자리
에 있는 것이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
건 무엇인가 당신의 의식을 통해서 비로
소 나타나는 것이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자기 마음으로 바르게만 조종하면 무엇
이고 얻을 수 있다. 한없는 지헤를 가진 
위력이 실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
로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응답
해주고 당신의 욕구를 채워준다. 이것을 
아는 것은 최대 만족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다. 내가 살
기 위해서는 상대가 있어야 하고, 상대가 
또한 살려면 내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상대
를 알고, 상대는 나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만 살고 너는 죽어도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행복도 즐거움도 성공도 기
대할 수 없다. 이것이 삶의 이치이다. 순

리를 벗어나면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
이다. 그래서 중화지도(中和之道)가 중
요한 것이다. 음(陰)에도 양(陽)에도 치
우치지 않은 날줄과 씨줄의 만남의 자리
인 열십자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모두 통
하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자리이다. 음과 양의 만남의 자리인 흙
은 믿음에 해당된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
해진다. 의심은 나와 남을 모두 파괴하기 
때문이다.
내 배를 믿지 않으면 한 톨의 밥알도 삼
킬 수 없다. 나와 남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알아
야 한다. 믿기 위해서다. 모르면 믿을 수
가 없다. 믿음이란 아주 소중한 것이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다. 믿음이란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이 우리네 인생을 평온하
게 소리를 내지 않고 흐르게 한다.
부처님은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
遭遇)"라고 했다. 우리의 만나고 태어남
이 백천만겁큼이나 어렵다는 뜻이다. 생
명과 만남은 이처럼 소중한 것이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마음의 자리인 믿
음으로 중화지도를 얻는다면 이것이 곧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나
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삶의 지혜
감찰부장 백산지견  스님

중생이라 함은 윤회
의 굴레에서 헤어 나
오지 못하고 있어 업
의 인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업(業)이란 
몸과 입과 뜻으로 짓
는 선악의 소행을 말
하는 것으로 이것이 

미래에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또는 전세(前世)에 지은 선
악의 소행으로 말미암에 현세에서 받는 
응보, 갈마, 업에는 선업(善業), 악업(惡
業) 또는 비선업(非善業), 무기업(無記
業); 선업 또는 악업이라고 확실히 판정
하기 어려운 업의 세가지가 있다.
업을 말하고자 하면 정업, 부정업, 업종
자, 십악업 등을 들수 있으며 정업은 반
드시 과보를 불러오는 업을 말하며 부정
업은 받을 업이 때와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업종자는 선악의 업에 따라 훈습(薰習: 
향내나는 물건이 그 향기를 옮기듯이)된 
선악의 종자를 말하며 십악업은 몸과 입
과 뜻으로 짓는 10가지 삼가야 할 나쁜 
행동을 말한다.
업이란 짓기 싫다고 하여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이므로 그 경중을 따져 더 이득
이 될 수 있는 것을 택하여 지을 줄 알아
야 한다.
종경록에 보면 "소가 마신 물은 우유가 
되고 독사가 마신 물은 독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업을 지을 때에도 독보다는 우
유가 될 수 있는 업을 짓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녹은 쇠에서 생겨 그 쇠를 흠이 가게 함
과 같이, 부정(不淨)한 행자는 스스로 지
은 업에 따라 악처(惡處)로 이끌어가리"
라 함과 같이 모든 업은 스스로의 과이
니 업을 지을 때는 알아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업에 대한 일화는 무수히 많이 전하여 
지고 있다. 그 한 예로 한 대사가 일곱 
살 먹은 동자승 두 명을 데리고 산길을 
걷고 있었다. 대사가 커다란 구렁이 뼈
를 발견하고 앞서가는 동자에게 묻어 주
고 오라고 말했다. "스님, 죽은 구렁이 뼈
는 묻어 주어 무엇합니까? 저는 싫습니
다"하고 스님의 말을 거역하였다. 그러
나 뒤따라온 동자는 구렁이 뼈를 두 손
으로 거두어 정성껏 묻어 주었다. 한참 
걸어 산을 벗어나니 마을이 나타났다. 대
사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 앞에 이르
자 구렁이를 묻지 않은 동자승에게 말했
다. "네가 이 집에 들어가 시주를 얻어 오
너라." 그 집에 들어간 동자승은 얼마간 
있다가 풀이 죽은 얼굴로 시무룩하게 나
왔다. 이번에는 구렁이를 묻어준 동자가 
들어가더니 쌀 석 섬을 시주로 받아 왔
다. 대사께서는 두 동자에게 말했다. "먼
저 들어간 동자는 주인이 밉게 보아 시
주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들어간 동자는 

예쁘게 보았기 때문에 시주를 한 것인데, 
그 주인의 전생이 아까 뼈를 묻어 준 구
렁이였느니라. 사십년 전에 뱀이 죽어 그 
집 주인으로 환생했던 것이지. 이제 그 
까닭을 알겠느냐?" 두 동자는 스님의 깊
은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항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움직인다. 그 움직임이 곧 업이다. "업은 
의지이다", 업을 피할 곳은 아무 곳에도 
없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결
코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어떤 신비
적인 힘이나 세력에 의해서 주어진 약속
이나 운명은 아닌 것이다. 또한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다. 사후(死後)의 행복
이나 불행을 심판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전생의 선악을 비추어 보기 위한 것도 
아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치 꽃잎과 
줄기와 열매가 본래 씨앗 속에 숨어 있
는 것과 같다. 알맞은 조건에 이르면 싹
이 나고 꽃을 피운다. 업도 그처럼 잠재
되어 있고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이다.
업의 법칙을 바로 알기 위한 필수조건
은 먼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자기 자
신의 책임하에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인
간은 업의 노예는 아니다. 스스로 업을 
제어할 능력과 힘을 갖고 있다. 선행과 
청정한 생활로 스스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업이란
울산종무원장 법철  스님

참회
교육국장 진산  스님

불교의 마지막 문제
는 언제나 비우는 것, 
곧 공(空)입니다. 모
든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털어버리라고 
하니다. 그러나 '비워
라 털어버려라'고 하
는 것도 결국은 말일 

뿐입니다. 막상 비우려고 하고 털어버리
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우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조
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 하는 '비운다'는 것은 '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만 받아들일
때 '싫다, 괴롭다, 고단하다'등의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뿌린대
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을 내보내
면 성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내가 짜증
을 내보내면 짜증이 나에게 오고, 내가 
신경질을 내보내면 신경질이 나에게 오
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보내지 않은 
것은 나에게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일때는 거울이 물건을 비추듯 그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들어온 것
을 다시 내보낼 때에 절대 조작을 붙여
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대로 
그대로 내보내야 합니다. 어떤 인위적인 
조작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회전만 되면,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
(空)'이요 '무(無)'의 세계입니다.

동쪽 하늘에 뜬 해가 서쪽 하늘로 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공이라 하고 이것을 그대로 무라
고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듯이 눈앞
에 있던 물체가 없어진 상태가 공이 아
닙니다. 붉은 것을 내보내면 붉은 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
여야 합니다. 또 푸른 것을 내보내면 푸
른 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도 푸른 
것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것이 나에게서 다시 나갈 때는 지혜롭게 
내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대우주의 
법칙이 자연적으로 회전하게 되며, 이 상
태를 불교에서는 '공'이나 '무'라고 합니
다.

공(空)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스님

말장난에 중독된 사
람들의 특징은 학습
에 의해 외운 지식을 
외워서 무자각적((無
自覺的)으로 뱉어내
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이야기들을 한다.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갈길 없고, 피할 길 없어 머리털 쥐어뜯
는 것을 상상한다.
그러나 그것은 '고뇌'이지 '절망'은 아니
다. '절망'이란 꿈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
다. 바라는 것이 없고 더 이상 갈 곳도, 

머물 곳도 없어 존재의 파수꾼인 에고
(ego)가 볶은 씨앗이 되는 상태, 더 이상 
발아가 되지 않는 상태, 즉 지금 이 순간
에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도인들이 마지막 화두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고 이르나니, 이것이 
진정한 '화두'이다.

절망과 고뇌
전남종무원장 도명  스님

옛날 인도에 망고 
숲을 세 군데나 가지
고 있는 사람이 있었
다. 하루는 그가 여
행을 떠나게 되어서 
세 아들을 불러 망고
숲 하나씩을 맡겨 놓
고 날마다 망고나무 

한 그루에 한 양동이씩의 물을 주도록 
이른 다음 여행을 떠났다.
큰 아들은 매우 머리가 좋아 무엇이든
지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

는 성미여서 크고 작은 망고나무에 한결
같이 한 양동이씩의 물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나무의 크
기부터 재기로 하였다. 그러나 나무의 크
기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이번에는 
뿌리의 크기에 따라, 주는 물의 양도 달
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나무를 한 그루
씩 뽑아 그 뿌리의 길이를 재었다. 결국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 망
고나무는 한 그루도 남김없이 모두 죽어
버렸다. 둘째 아들은 몹시 게을러서 날마
다 조금씩 물을 주는 것은 귀찮은 일이

라 여겨 아버지가 여행하는 날짜만큼의 
물을 한꺼번에 주고 다음부터는 전혀 주
지 않았기 때문에 망고나무는 모두 시들
어 버렸다.
셋째 아들은 아주 사려 깊은 사람이라
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필경 오랜 동
안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알고 아버
지의 말과 같이 날마다 나무 한 그루에 
한 동이씩의 물을 주었으므로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모든 망고나무가 싱싱하
게 자라 있었다.

한 동이의 물
다보사 주지 명원  스님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였다. 말룽카 비구는 
이런 생각을 했다. '
세계는 영원한 것인
가 유한한 것인가, 생
명이 곧 육체인가 아
닌가, 여래에게는 최

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 오
늘은 찾아가 한번 따져보리라.' 해질 무
렵 말룽카는 부처님을 찾아가 속으로 생
각했던 일을 말씀드리고 덧붙였다.
"부처님께서는 저의 이런 생각 자체에 
대해 진실한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를 말

씀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아 견디기 어
려운 고통을 받을 때, 그 친구들이 곧 의
사를 부르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가 말하
기를, '아직 이 화살을 뽑아서는 안되오. 
나는 먼저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소.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
이며,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겠소. 그
리고 이 화살이 무슨 나무로 되어 있는
지, 화살은 보통 나무로 되어 있는지 혹
은 대나무로 되었는지를 알아야겠소. 또 
화살깃이 매털로 되었는지 닭털로 되었
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소.' 이와 같이 따

지려든다면 그는 그것을 채 알기도 전에 
독이 번져 죽을 것이다. 나는 세계가 무
한하다거나 유한한 것이라고 단정적으
로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치와 법에 맞지 않으며 수행이 아니어서 
지혜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
고, 열반의 길도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괴로움과 그 원인
과 그것의 소멸과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
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말룽카의 모든 의문은 
풀렸다.

독화살의 비유
조어사 주지 율조  스님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을 최고의 미덕이
라 여기지만, 나이를 
먹다보면 열심히 사
는 것보다는 제대로 
사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양 극단으로의 치우

침을 경계하는 중도(中道)의 가르침처
럼, 인생 역시 지나치게 긴장하며 자신을 
옭아매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관대
하게 자신을 방치하고 늘어지지도 않도
록 할 때, 가장 무리 없는 충실한 삶이 실
현되는 것 같다.
율장 「피혁건도」에는 지나친 수행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다음과 같은 이야
기가 전해진다. 부처님 당시 소나라는 스
님이 있었다. 출가하기 전 그는 참빠라는 
나라의 유명한 장자의 아들이었는데 어
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는 모든 
재산을 방기한 채 출가를 결심했다. 재가
불자로서 살아가는 길도 있었지만, 철저
한 불도수행의 기반이 되는 청정한 범행
의 실천을 위해서는 재가 생활보다 출가
자로서의 삶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

기 때문이었다.
수행에 대해 남다른 정열을 가지고 있
었던 소나 스님은 구족계를 받은 지 얼
마 되지 않아 시타림에 머무르며 수행을 
했다. 시타림이란 시체를 버리는 장소로 
한림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몸이 썩어
가는 것을 보며 부정관이나 무상관 등의 
관법을 수행하는 장소로 이용되곤 했다. 
묘지에서는 곡성이 끊이지 않았고, 문드
러져 썩어가는 시신의 냄새로 주변은 숨
쉬기도 괴로울 정도이다. 게다가 그 냄새
를 맡고 몰려든 새나 짐승들에 의해 죽
은 자의 몸은 어느 새 흔적조차없이 사
라져 버린다.
이런 모습을 가까이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타림은 대표적인 수행 
장소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 사실 이제 
막 출가한 새내기 스님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장소였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소나 
스님은 시타림에서의 힘겨운 수행을 계
속했다. 게다가 쉬는 시간도 없이 밤낮으
로 정진하며 경행하다보니 발에 상처나  
경행처는 피로 얼룩져 마치 도살장처럼 
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나 스님은 홀로 명상

을 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항상 열심히 
정진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집착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여러 가지 번
뇌로 마음 역시 자유롭지 못하구나. 나의 
속가에는 많은 재산과 보물이 넘쳐나니, 
나는 그것들을 마음껏 쓸 수도 있으며, 
또 그것들로 복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
다. 차라리 속가로 돌아가 내 재보를 즐
기며 복을 짓는 편이 나은 것은 아닐까?"
지나친 정진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된 것이었다.
가장 적당한 상태로 조절된 거문고 줄
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처럼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
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롭고 여유로운 
마음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정진
은 때로는 집착이 되어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다.
복잡다단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적절한 
긴장감과 편안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최적의 상태로 인생을 조율하며 살아가
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도적 삶 
총무부장 법광  스님

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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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가 인도, 말
레이시아인 두리안
은 과일 가운데 왕
으로 불린다. 그러나 
두리안 과일은 영양
가가 높지만 원래 냄
새가 고약해 우아한 
자리에는 오르지 못

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초하루 사찰 대웅전은 일찍부터 향이 
피어오르고 부처님을 참배하러 온 불자
들로 법석이고 있었다. 어린 행자는 열심
히 불자들을 인도하여 예불을 드렸다.
어느덧 하루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
었다. 불자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대웅전
은 조용했다. 저녁 청소를 하기 위해 대
웅전에 들어선 어린 행자는 고약한 냄새
에 자기도 모르게 코를 움켜쥐었다. 사방

을 둘러보아도 썩은 물건이 없었다. 어린 
행자는 킁킁거리며 냄새가 나는 곳을 향
해 더듬어갔다. 고약한 냄새는 부처님 앞
에 놓여있는 보따리에서 나왔다. 보따리
를 풀어보니 이상한 물건이 나타났다. 과
일 같은 것이 털이 가득 나 있고 냄새는 
코를 찔렀다. 썩은 과일이라고 어린 행자
가 생각했다. "어느 불자가 썩은 과일을 
부처님에게 바쳤어"라고 어린 행자가 투
덜거리며 과일을 사찰 밖에 있는 쓰레기
통에 버렸다. 저녁 예불을 드리기 위해 
대웅전에 들어선 주지 스님이 부처님 앞
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다. 어린 행자가 
큰일이라도 한 듯 말했다.
"스님, 제가 썩은 과일을 쓰레기통에 내
다버렸습니다." "썩은 과일이라고?" "예, 
썩어서 하얀 곰팡이가 피어났어요." "어
디 버렸는지 가 보자."

주지 스님과 어린 행자가 쓰레기통으로 
갔다. 어린 행자가 보따리를 꺼냈다. 주
지 스님이 웃었다.
"이 과일은 두리안이라고 한다. 고급 과
일이지. 냄새가 나쁘지만 영양가는 최고
란다.
어떠한 일이든 겉만 보고 판단할 경우 
흔히 착오를 범할 수 있다. 겉이 화려하
다고 하여 속까지 화려한 것도 아니고, 
겉이 우중충하다고 속도 검은 것은 아니
지. 부처님의 지혜를 터득해야 사물의 본
질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다. 스님의 
수행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선악을 구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항상 얼굴에 웃음이 넘
실거리는 것도 아니며, 악한 사람이라고 
결코 흉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아
니다.

행자와 두리안 과일
봉덕약사암 주지 법산  스님

옛날에 아주 가난한 
선비가 있었다. 너무
나 가난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러 
나갔는데 신통한 스
님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림을 잘 그
리오. 그림을 한 장 

그려 줄 테니 그림 속의 처녀에게 필요
한 것을 부탁하시오. 그러나 필요한 만큼
만 부탁하고 욕심은 부리지 마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스님은 그림 한 장을 
선비에게 주었다. 집에 돌아온 선비는 그

림에게 부탁하여 필요한 쌀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선비는 그만 욕심이 동하
여 스님의 말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쌀
과 돈을 원헀다. 이때 어느 대감집의 창
고에 있던 쌀이 계속 없어져 알아보니 
그 선비의 집으로 계속 날아드는 것이었
다. 대감은 선비를 잡아 문초하니 선비가 
스님의 이야기를 고해 버렸다. 다시 스님
을 잡아 "너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도둑
질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하며 호통치
자,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훔친 것은 
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감이 나라의 
녹봉만으로 이 집을 이루었습니까?" 하

며 태연자약하였다.
대감은 화가 나 스님을 끌어 내어 목을 
치려 하였다.
"제가 죽더라도 소원이 있으니 그림 한 
장만 그리게 해 주십시오" 하자 대감이 
허락하였다. 이에 스님은 금강산과 암자
를 그리고 그 속으로 홀연히 들어가 버
리고 말았다. 이에 대감은 놀라 깨우치고 
그 후로는 욕심을 거두어 청렴하게 살았
으며, 그 선비도 열심히 일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림 속으로 들어간 스님
비구니회장 지성  스님

비교적 장문(長文)
으로 이루어진 장아
함, 중문(中文)으로 
이루어진 중아함, 단
문(短文)으로 이루어
진 잠아함, 1법에서 
10법까지 법수의 순
차에 따라 분류 편찬

한 증일아함의 한역 4아함은 자체가 하
나의 경이라고는 할 수 없다.
때문에 아함부((阿含部)라고 통칭하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원시불교의 근본사
상인 4제(四諦)·8정도(八正道)·12인연
(十二因緣) 등의 교리를 담고 있다. 이러
한 교리들은 불설(佛說)의 근원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취하고 있으며, 극히 실체
적이고 평이한 교훈들이 담겨 있다.
특히 5니카야는 현재까지도 스리랑카, 
버마, 타일랜드 등이 남방 불교국가에서 
받들어지고 있는 불교정전의 전부를 차
지하는 유일한 경으로서 서양의 불교학
연구는 이를 근본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석존의 언행록(言行錄)이라고 할
만큼 인간 석가의 체취를 느끼게 하는 
아함의 제 경전들은 비교적 다른 경전들
보다 사상의 변화가 없으며 이설(異說)
이나 분파(分派)의 경향이 없다.
초기불교의 경전 전집(全集)인 이 아함
은 여러 불전의 원형(原形)으로서 소승
불교의 교리는 이를 이론적으로 조직하
고 해석한 것이며 대승경전도 모두 아함
으로부터 변화 발달된 것이다.

아함경 
비구니부장 혜승  스님

무엇보다도 유마경
의 특색은 경의 주인
공이 유마라고 하는 
재가신자라고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현대
의 번잡한 사회생활
을 영위하는 재가불

자들에게 이 경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
다.
여기서 유마는 편협한 소승적 사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제자들을 계발하
여 속히 대승적인 의식에 눈뜨게 하기위
해 소위 선교방편(善巧方便)으로 꾀병을 
앓아 불제자들로 하여금 문병을 오게 한 

후 그들의 소승사상을 비판하고 대승사
상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설법한
다.
여기서 우리는 대승 반야사상의 실천
이 출가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의 실천이 보다 가치 있음을 볼 
수 있다.

유마경 
비구니교육부장 덕산  스님

승만경의 특색 중의 
하나는 여래장(如來
藏) 사상이다.
여래장 사상의 요지
는 모든 중생이 성장
하여 여래로 될 소질
을 가지고 있으나, 다
만 중생이 번뇌 때문

에 자기에게 잠재하는 부처의 성품이 감
추어져서 표현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라

는 것이다.
이러한 여래장 사상의 근저에 있는 것
은, 중생의 현실태(現實態)가 불완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여래라고 하는 이상태(理想態)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들 중생의 정신은 본질적으
로는 청정하지만, 환경적인 요소에 덮혀 
일시적으로 흐려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
다. 이 경은 신라 장흥왕 37년(576) 수나

라에서 귀국한 안홍법사(安弘法師)가 가
지고 옴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
는데, 이 경의 주인공의 이름인 승만이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이름이 되었던 
점으로 보아 신라불교 초기부터 신라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었음을 짐작케 해준
다.

승만경 
대원사 주지 수정  스님

대승경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방대
한 반야경은 질병·병
란·기근 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독
송되거나 강설되는 
등 널리 유포되며 받
들어졌다. 이 경 중에 

이르기를 ‘송지(誦持)하는 자, 전독(轉

讀)하는 자, 사유(思惟)하는 자, 여설(如
說)히 행하는 자는 모든 악취(惡趣)에 떨
어지지 않는 법(法)을 얻을 것이다.’라하
여 이 경의 공덕을 설한 부분이 있다. 이 
경을 송지전독(誦持轉讀)하고 경에 설한 
대로 행함으로써 일체의 고액(苦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액을 면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제재초복(除
災招福)’이요,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진

호국가(鎭護國家)’인 것이다.
이 경은 이러한 점에서 신앙적으로 존
중되어 왔다. 고려 고종 때, 몽고군이 침
입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몽고군의 격태를 불전(佛前)에 기원하여 
온 국민이 혼연일치 단결하여 조조(雕
造)한 고려대장경의 경우 그 첫머리에 
이 대반야경을 배열한 것은 바로 이러한 
데에 그 연유가 있는 것이다.

반야경 
비구니 명산  스님

공사상을 근본사상
으로 하는 반야부 계
통의 경전 중 반야심
경에 못지 않게 읽히
우고 있는 것이 금강
경이다. 대반야경과 
같이 방대하지도 않
고 반야심경과 같이 

간략하지도 않으면서 매우 요령있게 설
하여져서 독송하거나 남에게 부처님 말
씀을 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금강경은 철저한 공사상에 의해 번뇌와 
분별하는 마음을 끊음으로써 반야지혜
를 얻어 대각을 증득할 수 있다는 사상
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의 전편에 '공(空)'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로서 '범소유상(犯所有相)은 개
시허망(皆是虛妄)이라 약견제상(若見諸
相)이 비상(非相)이면 즉견여래(卽見如
來)니라’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뜻은 '
무릇 있는 바 상(相)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볼 것 같

으면 곧 여래를 볼 수 있느니라' 하는 말
로서 이것은 공관(空觀)에 투철하면 부
처님도 볼 수 있고 부처도 될 수있다는 
것이다. 육조(六祖)혜능(慧能)은 나무꾼
으로서 어느날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
所住而生其心)’이란 구절을 듣고 깨달았
다 하는데 '마땅히 주하는 바 없이 그 마
음을 일으킬지니라'하는 뜻은 금강경의 
핵심적인 표현으로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금강경 
비구니재무 도은  스님

방대한 분량의 이 
경전은 교리면으로
는 십지품, 실행면으
로는 입법계품(入法
界品)이 중심기간이 
되어 구성 성립되어 
있다. 특히 입법계품
은 구도(求道)의 자

세와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커다란 교훈
과 감동을 준다.
여기에서 선재(善財)라고 하는 소년이 

등장하여 53인의 선지식(善知識)들을 찾
아 구도하는 과정을 적어 꾸준한 정진
(精進)이 곧 불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가 만나는 선지식 중에는 뛰어난 보살들
만이 아니라 비구·비구니·소년·소녀·의
사·장자·선인(仙人)·외도(外道)·바라문 
등 가지가지의 직업과 신분을 가진 사람
들이 섞여 있다. 이는 형식이 문제가 아
닐, 보리심(菩提心)의 유무(有無)가 문제
라는 대승불교의 실천 이상(理想)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불교의 지헤는 단순한 염불이나 기도와 
같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재동자
가 제시해 보인 53선지식의 참방과 같은 
치열한 구도적 실천행에 의해서 체득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화엄사상은 한마디로 내마음 부처·중생
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중중무진한 
법계의 연기에 의해 파악되고 있다. 산모
퉁이에 홀로 피어 있는 한송이 패랭이꽃
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생명과 미소를 읽
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화엄경 
비구니총무부장 금산  스님

서력 기원전 인도에
서는 이미 비구 교단
과는 별도로 재가의
보살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 있었는데 기

원 전후 무렵부터 더욱 진보적이고 신앙
심이 강열한 집단이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치며 이 법화경을 결집하였따.
인도 재가신도들이 중심이 된 대승불교 
운동과 맥락을 갖이 하는 이 경전은 철

두철미한 대승정신으로 '화삼귀일'과 '구
성성불'의 사상을 주로 하고 있다. 법화
경은 우리나라에서도 천태종, 법화종 등
이 이 경전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다.

법화경 
삼정사 주지 정해  스님

일불세존의 금구성
언이 아난(阿難) 가
섭(痂葉) 우피리(優
彼離)에 의하여 전해
졌으니 아난은 부처
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섭은 부처님의 마
음을 전했으며 우피

리는 부처님의 행을 이어받았다. 우피리
존자에 의하여 이어진 부처님의 율행은 
인도에서 태사구, 구나구, 실가바, 목건
연자제수마사타, 아율타, 제수달다, 가라
수말라, 지가나, 수마마마카, ㄱ라수, 말
나, 담무덕, 조제수, 조제바, 수말나, 전나
가, 기마, 우바제수, 법가, 아바야, 제바, 
사바 등에 의하여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마동, 축법난에 의하여 개발된 뒤 지법
령, 지겸, 축법호, 축도생, 지루가참에 의
하여 새롭게 인식되고 담마가라, 담마지, 
축범념, 비마라차, 불타야사에 의하여 초
석을 정립한 뒤 법총, 도복, 혜광, 운휘, 
운밀, 도봉, 혜총, 혜흠, 대자, 영암, 문강, 
암승, 숭복, 지인, 융제, 도심, 제혜, 법림, 
명각 등의 율사에 의하여 계승되다가 남
산종을 융성하고 그 뒤 윤감, 영지, 역향
을 거처 적광, 견월, 정암, 송은, 민연, 진
휘, 문혜, 이균 등에 의하여 크게 전수되
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율보는 백제
계율의 시조인 겸익, 율사가 526년 인도
에 가서 530년 상가나나에서 율법을 연
구하고 인도승 배달다 삼장과 함께 귀국

하여 흥륜사에서 28명의 유명한 스님들
과 72권의 율서를 번역한 다음 담욱, 혜
인 두 스님이 76권의 율서를 지어 시작
되었다. 신라는 자장 율사가 636년 당나
라에 들어가 종남산 운제사의 도선율사
에게서 율을 배우고 643년 귀국하여 대
국통(大國統)이 되는 동시에 양산 통도
사를 건립하고 금강계단을 창립하였다. 
경덕왕 742~764년 진표 율사의 법상종
과 함께 계율을 홍포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조중기(李朝中期) 율종이 거
의 없는 상태로 내려오다가 1780~1814
년 사이 생존한 대음낭오(大陰郎旿) 율
사가 하동 칠불암에서 은사 금담(錦潭)
스님과 함께 기도하여 서광을 얻고 그후 
금담 청창(淸昌) 진하스님 등에게 전해
져 오늘의 율맥으로 이어졌다. 금담 스님
은 해인사와 백양사의 율조로서 해인사
에서는 포의, 범해, 제산, 용성, 경하, 자
운, 고암 등에 의하여 전해지고 백양사에
서는 초의, 범해, 제산, 호은, 대흥사, 금
해, 만암, 백양사, 묵담 등으로 이어졌다. 
청창 스님의 계맥은 범어사에 있어서는 
한파, 만하, 성월, 일봉 스님에게로 내려 
오다가 일봉에서 운봉, 자운으로 갈라졌
고 운봉 스님 밑에는 동산, 석암이 주류
를 이루고 자운 스님 밑에 한파, 한파 밑
에 만하, 해담, 훼당, 고경, 월하가 이어갔
다. 법주사의 계보로는 진하, 그 밑에 벽
암, 석교, 석상 등의 율사가 이어 내려 오
고 있다. 

운허 스님의 불교사전에는 근대 한국의 
계맥을 구암사의 백파로부터 전수한 1파
와 월출산 대은사가 칠불암에서 서응을 
믿은 1파와 중국 답자산 수운사 혜관사
에서 받은 팔공산 보답파, 중국 남경에서 
전수한 능허사가 성월에게 전한 구월산
파, 자장율사의 뒤를 이은 해담파와 오대
산 연마파, 중국 창도사에서 받은 용연사 
만하파와 장안사의 한파, 북경 염화사 덕
명이 전수한 유점사 명봉파, 중국 천도사 
기선에게서 전수받은 법주사 진하파, 북
경 원광선사 경연이 전수한 보계산 월운
파 등을 두고 있으나 이제 그 계맥을 다 
알 수 없다. 현재의 수지자도 알 수 없게 
되었으니 정통과 비정통을 가릴 것이 아
니라 우리는 원시 불교로 돌아가서 부처
님이 설하신 계율의 취지를 따라 실천하
는 것으로 그 맥을 전수해야 할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교를 배우지 않고 선도 
필요 없다 한다. 선을 배우는 사람은 교
가 필요 없다 한다. 선과 교가 불교인양 
서로 주종만 따지고 있어 승도(僧徒)를 
보아도 불행(佛行)을 볼 수 없게 되었으
니 부처님의 말과 마음으로 마른 지혜만 
굴리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과 마음
이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말과 
마음이 행을 떠나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첫발을 바로 디뎌야 하나라도 그르침이 
없는 올바른 신행이 될 것이다.

율의 역사와 전래 
율원장 혜일  스님

법 어



8 2019년 (불기2563년) 08월 01일 목요일 제196호

사진으로 보는 불교조계종

포천 금강사 굴법당

보현사(구 오봉사) 경남 직할사찰 현판식 법회 봉행 보현사(구 오봉사) 경남 직할사찰 현판식 법회 혜인스님 법문

경남기술과학대학교, 남경중의약대학교 MOU협약 체결

경주 성덕사 생전예수재 입재법회 봉행

경남기술과학대학교, 남경중의약대학교 MOU협약 체결

경주 성덕사 생전예수재 입재법회

혜인스님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초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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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미륵 삼사순례

불교조계종 함안 봉은사 상량식 음악회 불교조계종 함안 봉은사 상량식 음악회 (장구의 신 박서진 출연) 

불교조계종 무상계 구족계 금강계단 수계법회

불교조계종 진도 칠성사 수륙대제 및 하계수련법회 부산 법륜사 부처님 진신사리 증명법회

사진으로 보는 불교조계종

불교조계종 금강계단 수계법회 

용수사(주지 덕산스님) 창건 대법회 봉행

2019년 (불기2563년) 08월 01일 목요일제196호



10 2019년 (불기2563년) 08월 01일 목요일 제196호

중년 남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
립선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따
르면 전립선암은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4위에 올라있다. 
매일 꾸준히 '토마토'를 먹으면 전
립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토마토 속 '라이코
펜' 성분 때문이다. 

영국 케임브리지·옥스퍼드·브리
스톨대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약 
150g 분량에 해당하는 토마토, 혹
은 토마토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매주 10회 이상 먹는 남성은 전립
선암에 걸릴 위험이 18% 감소했
다. 연구진은 50~69세 영국 남성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식단·생활방
식 건강 상태를 분석했다. 이런 효
과는 토마토 속 항산화 성분인 '라
이코펜'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
명했다. 

라이코펜은 세포 주기의 정지, 세
포 자가사멸을 통해 암세포 생존
율을 감소시키고 항산화 작용으로 

DNA 손상을 억제한다.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라이코펜
을 꾸준히 섭취하면 전립선의 노
화를 막고, 전립선 조직을 보호해 
전립선비대증 위험을 줄일 수 있
다. 

토마토 이외에도 수박, 살구 등에 
많이 들어 있다. 토마토를 조리할 
때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 잘 된다.
다만 토마토가 위산 분비를 늘릴 
수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피하는 게 좋다.

한편 매일 토마토 1개를 먹으면 
전립선암 뿐만아니라 위암 예방 
효과도 볼 수 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위암 환자
들과 위암이 발생하지 않은 이들
을 비교분석한 결과 '라이코펜'을 
하루에 1.8mg 이상 많이 섭취한 
그룹은 0.6mg 이하로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40% 
낮았다. 

영양소 결핍은 만병의 근원이라
는 말이 있다. 하지만 과일과 채소
는 우리 몸에 영양을 가득 채우는 
식품이다. 예를 들어, 과일만 잘 챙
겨 먹어도 건조하고 갈라진 피부
에 영양을 보충해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 피부에 가장 좋은 영양소
로 수분이 가득한 예쁜 피부를 만
드는 데 중요한 성분으로는 비타
민 C, A, E, D 및 항산화 성분, 콜
라겐, 아연을 들 수 있다.

건조하고 갈라진 피부에 도움이 
되는 과일의 종류도 확인하고 매
일 챙겨 먹도록 하자.

▲아보카도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인 아보카
도는 지방과 식물성 오일 및 열량
이 높다. 아보카도는 주로 먹는 과
일이지만 피부 및 머리카락의 윤
기와 수분을 더하기 위해 미용 제
품의 주성분으로도 사용되기도 한
다.
아보카도의 주된 영양소는 비타
민 A 및 베타카로틴, 복합 비타민 
B, 비타민 C, E, 그리고 K, 마지막
으로 아연 등의 미네랄을 들 수 있
다. 항산화 식품의 대표주자이자 
피부 노화를 늦추고 건조한 증상

을 완화하는 최고의 식품으로 손
꼽힌다.

▲오렌지
오렌지는 pH 산 성분이 있는 감
귤류 과일이다. 비타민 C 과일의 
대명사로서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된다.  그 밖에도 비타민 A, B, D, 
E, K 및 미네랄이 풍부해서 천연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다.
오렌지는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
고 탄력을 높이는 데 효능이 있어 
피부 건강하면 손꼽히는 대표적인 
과일이다.

▲수박
수박은 92%가 수분 및 전해액으
로 되어 있다. 최고의 수분 공급원
으로 거칠고 마른 피부를 촉촉하
게 만드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수박은 비타민 A, B, C 성분이 풍
부해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된
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다
크 스팟, 주름을 없애고 인상을 개
선해준다.
특히 지성 피부 및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딸기
딸기는 맛은 좋지만 열량은 낮은 
과일로서 명성이 높다. 또한 피부
에 좋은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다.
딸기는 비타민 C, E, K 및 B가 풍
부해 피부 재생을 돕고 활력을 높
이는 데 효능이 있다. 눈 주위 다
크 서클을 지우고 죽은 세포를 제
거해 피부를 한결 환하게 해준다. 
또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하는 역할도 한다.
화장품 제조사들은 유분 감소 및 
여드름 완화를 위한 기능성 화장
품을 만들 때 딸기 성분을 사용하
기도 한다.

이처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과
일로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는 방
법은 다양하다. 효능이 좋은 과일
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조하고 갈
라진 피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
라 온몸 구석구석 건강을 채울 수 
있다.   

건조하고 갈라지는 피부에 효과가 좋은 과일 입술이 트는 것을 방지하려면 신
체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
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입술을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입술은 여러 겹의 피부와 점액으
로 덮인 근육이다. 겉에 있는 막은 
매우 얇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에 
극도로 민감하다. 또한 복잡한 혈
관계를 갖고 있다. 입술에 부상이 
생기면 상당량의 피가 나고 여러 
가지 붉은빛으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입술 주위에 갈라지는 상처는 왜
일까?
입술의 갈라진 상처는 입술과 입
꼬리에 있는 미세한 주름에 생긴 
작은 부상이다. 이러한 위치에 부
상이 생기기 때문에 꽤 불편하고 
통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입
술이 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
지만 일반적으로는 낮은 온도와 
건조한 기후로 인해 발생한다. 다
른 경우로는 입술 보습제를 사용
하거나 입술을 물어뜯는 습관이 
될 수 있다. 기타 이유로는 ▲비타
민 및 무기질 부족 ▲영양실조 또
는 탈수증 ▲약해진 면역계 ▲신
경 피부염 ▲알레르기 
보다시피 입술이 갈라지는 데에
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이를 치료하고 불편함을 예
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
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수분 섭취
과도한 수분 또한 입술을 갈라지
게 만들 수는 있지만 수분을 꾸
준하게 섭취하는 것은 입술이 건

조해지는 것을 막는 데 필수적이
다. 수분유지를 위해서는 하루에 
10~12컵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한
다.

알로에베라 사용
알로에베라는 그 약효로 인해 얼
마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됐
다. 
먼저 입술의 갈라진 부위에 소
량의 알로에베라 젤을 도포한다. 
15~20분 후에 미온수로 씻어낸다.

구강위생
많은 경우 감염 때문이 아니라 단
순히 탈수현상으로 인해 입술이 
갈라진다. 손으로 입술을 만지지 
않는 것으로 이 부위를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
처에 균이 감염되지 않고 자연적
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입술은 핥지 않는 것이 좋
다.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
면 깨끗한 냅킨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위생적이다.

화장
무엇보다도 벌써 감염이 생겼다
면 화장품을 다른사람과 공유하
지 않고 입술에 바르는 제품을 직
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감염이 생겼다면 제품에 벌써 
감염이 번졌을 가능성이 높다.  결
과적으로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면 
문제가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입술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션 또는 메이크업 리무버를 적
신 면봉으로 밤에 화장을 지우고 

자기 전에 소량의 오일을 도포해
야 한다.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잘 지워지
지 않는 제품은 입술 피부를 더 건
조하게 만든다. 이 점을 염두에 두
고 이러한 제품은 가끔씩만 사용
해 보자.

건강한 식단
비타민 B군과 철분이 부족하면 
입술이 갈라질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비타민 B군과 철분이 
풍부한 다음과 같은 식품을 섭취
해야 한다.
▲잎이 많은 채소 ▲우유 및 우유 
파생물 ▲달걀 ▲곡물 ▲육류
또한 비타민 A 및 E를 섭취해야 
한다. 이러한 비타민은 피부를 건
강하게 유지하고 입술 상처를 포
함한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섭취해야 하는 식품은 다음
과 같다.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
비타민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부작
용이 생기지 않도록 식단에 추가
하기 전에 먼저 의사와 상담을 해
야 한다.

립밤
바셀린, 코코넛 오일, 카카오 버
터, 시어 버터 또는 에센셜 오일이 
기초 재료로 들어간 립밤은 입술
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간단하
고 자연적인 방법이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손가락으로 립밤을 입술에 도포해
야 한다.

입술이 트는 것을 막는 6가지 방법전립선 건강 유지하는 '토마토'

수박은 냉장고에 넣어 차게 먹어
야 제맛이 난다. 뜨거운 여름날 시
원한 수박 한개는 갈증해소에 그
만이다.
올해는 유난히 무더운 날씨가 이
어져 수박의 당도가 예년에 비해 
더 높다고 한다. 수박의 참맛을 느
낄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돌아온 
것이다. 수박은 수분함량이 많아 
소변을 잘 배출해줘 몸이 붓는 증
상을 덜어준다. 여름철 대표 건강
식품인 수박의 효능에 대해 알아
보자.

◆ 혈압을 낮춰주는 여름철 슈퍼
푸드
수박을 자주 먹으면 혈압을 낮춰 
뇌졸중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 플로
리다 주립대의 아르투로 피게로아 
박사는 수박에 포함된 아미노산인 
L-시트룰린(L-citrulline)이 혈관
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압을 내
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고
혈압 전단계나 초기 단계에서 수

박을 규칙적으로 먹으면  병의 진
행을 늦추고 뇌졸중과 심장병 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피
게로아 박사는 L-시트룰린이 체
내에 들어가면 혈압을 낮추어 주
는 산화질소 형성에 필요한 아미
노산인 L-아르기닌(Larginine)으
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
지 L-아르기닌은 구역질, 복통, 설
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고협압 환자에게 권유되지 않았
다. 그러나 수박을 먹으면 부작용
이 없이 풍부한 L-아르기닌을 흡
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 피부보호와 노화방지에도 도
움
수박은 비타민 C, 라이코펜이 풍
부해 여드름, 습진 등 피부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 피부
내의 콜라겐 합성에 영향을 줘 피
부 탄력을 회복시켜준다. 여드름 
관리와 함께 붉은 자국이 남는 여
드름 후유증을 줄여주는데 효과적
이다. 수박의 라이코펜은 노화를 

촉진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
소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노화
방지와 전립선암의 예방과 치료
에도 좋다. 또 수박의 흰 껍질에는 
시트룰린이 많이 들어 있어 이뇨
작용을 촉진시켜 체내 노폐물제거
에 효능이 있다.

◆ 수박 냉장보관 요령
수박에 풍부한 라이코펜을 잘 살
려서 먹으려면 냉장고에 넣지 말
고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미국 농무부에서 수박을 21도, 14
도, 5도 상태에서 각각 보관해 라
이코펜 함량을 비교한 결과 낮은
온도일수록 라이코펜 성분이 줄어
든다는 것을 확인했다. 냉장 보관
하면 라이코펜 성분이 줄어들지만 
상온에 보관하면 수확한 직후보다 
라이코펜 성분이 더 풍부해진다. 
그렇다고 수박을 미지근하게 먹
을 수는 없는 노릇. 시원한 수박을  
즐기려면 먹기 직전에만 잠깐 냉
장 보관하면 된다.

대장암이 무서운 속도로 늘고있
다. 대장암이 급증하는 것은 서구
식 식생활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
로 표현하면 과다한 육류 섭취 및 
고지방식 때문이다. 동물성 지방
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서 콜레스
테롤과 담즙산의 분비가 증가된
다. 콜레스테롤은 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만들며, 담즙산은 대
장 세포를 손상시킨다. 섬유질 섭
취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섬유질
은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
을 단축시킴으로써 발암물질과 장 
점막과의 접촉시간을 단축시키고 
장 내 발암물질을 희석시키는 작
용을 한다. 또한 스트레스 및 불규
칙한 생활 습관, 과도한 음주, 흡연
도 대장암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유전적인 요인도 존재하며, 대장
암은 약 10~30%의 환자에게서 가
족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대장암은‘대장용종’의 
단계를 거친다. 대장용종이란 대
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조

그만 혹같이 돌출되어 있는 상태
를 말한다. 그 모양이 마치 피부에 
생긴 사마귀 같으며, 크기는 보통 
0.5~2cm 정도지만 더 크게 자라
나는 경우도 있다. 국내 연구에 의
하면 한국 성인의 30%가량이 대
장에 용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장용종이 무조건 
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락적
으로대장용종을 떼어내지 않고 그
냥 두었을 경우 10년 후 대장암이 
될 확률이 약 8%, 20년 후 대장암
이 될 확률이 약 24%정도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화
기내과 의사들은 40세 이상부터 5
년 정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대
장내시경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
다.
‘특이증상 없는 대장암 증상이 병 
키운다’는 말이 있다. ‘암’이라고 
하면 심각한 증상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
지 않다. 특히 대장암의 경우, 초기
에는 증상이 없거나 설사나 변비 

등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증
상이 나타날 뿐이다. 이러한 증상
은 다른 소화기 질환에서도 나타
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기 때
문에 암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간혹 변
을 볼 때 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지만, 이 역시 치질과 혼동해 방
치하는 사람들이 많다. 암이 진행
되면 비로소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 식욕부진과 체중감소가 
나타나기도 하고, 장출혈로 혈액
이 손실되어 빈혈이 생길수도 있
다.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을 보는 횟수가 
잦아지는가 하면, 배에서 평소에 
만져지지 않던 덩어리가 만져지기
도 한다. 암덩이가 커져 장이 막히
면 배가 불러오고 복통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한다.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지만,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 대장암의 경우, 유전
적인 요인은 어쩔 수 없지만 환경

적인 요인은 통제가 가능하다.
가장 먼저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
다. 우선지방질이 많은 음식의 섭
취는 제한하는 것이 좋으며, 붉은 
살코기를 많이 먹는 것도 피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굽거나 튀
기는 조리방법보다는 삶거나 찌는 
것이 좋다. 반면 신선한 채소 등을 
통해 섬유질의 섭취를 늘려야 한
다. 운동 역시 대장암 예방과 치료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걷기나 달
리기 등 일상생활에서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주 5회 이
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
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하면 여러가지 면역물질 생성이 
촉진되며, 체지방이 감소해 자신
의 체격에 맞는 건강한 체중을 유
지할 수 있고, 암을 유발하는 호르
몬을 억제해 준다.
한편, 아스피린의 복용과 칼슘의 
섭취가 대장암 발병 감소와 연관
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반
드시 의사와 상의 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복용해야 한다.

여름철 

슈퍼푸드

수박의 

효능

대 장 암
예 방
가 이 드 !

내 몸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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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0위안 (1년)

33,800위안 (1년)

41,800위안 (1년)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내과학, 외과학, 소아과, 중약학, 침구학,
상한론 온병론, 중의문헌

방제학, 외과학, 내과학, 산부인과, 침구학, 소아과,
진단학, 안과학, 골상학

한의학, 외과학, 약학, 제약학, 침구학, 추나학, 간호학,
중약약리학, 한의미용학

제196호 2019년 08월 01일 목요일

불기 2563년 (단기4352년) 음력2019년 07월 01일

자세한 모집요강 및 입학원서는 남경중의약대학 홈페이지지www.njutcm.co.kr), 02-511-1080 참고

www.njutc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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